
살찐(FAT)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 이야기   

  
08-21-16 
허종수 
 
 FAT 한 사람은 신실하고(faithful), 유용하고(available), 가르칠만한(teachable) 사람이라는 내용을 

2주 전에 칼럼을 통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잘 갖춘 일꾼을 우리말로 

익살스럽게 표현하자면 '살찐(FAT)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찐 사람'의 세 번째 

요소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독일보 2016년 7월 8일자에 "당신의 교회가 곤경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15가지 징후"라는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남부캘리포니아 뉴스프링스 교회의 담임 목사인 페리 노블(Perry Noble)이라는 분이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그 목록 중에 여섯 번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목회자들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으로 인해 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이전의 진부함에 파묻혀 자기 발전을 소홀히 하거나 영성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항목에 당당해지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2015)부터 저는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책을 내려놓고 살아온 적은 없지만, 학위 과정으로서의 공부는 참 오랜만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간 집중 수업을 하는 동안, 지난 월요일 밤에는 동료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루 앞두고, 도저히 몰려오는 피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콩글리쉬로 'I Go. I Do Not Know(아이고 모르겠다!)' 라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2,30 대의 

억척스러움과 투지가 확실히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부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함께 공부하는 두 분 목사님들이 저보다 10년 가까이 나이가 많고, 멀리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이곳까지 날아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가 배움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배움을 멈춘 

개인, 배움을 멈춘 교회는 노화와 퇴보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FAT의 원리를 소개한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은 "20대의 나이에 배움을 멈추면 80대와 같고, 80대에도 배움을 계속하면 

20대의 나이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배움은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의지는 결코 나이나 

환경이나 시간이 꺾을 수 없습니다. 배움이 반드시 어떤 학위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을 

위해 어떤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할 때도 있고, 미국에서 살면서 늘 발목을 붙잡는 영어도 계속 조금씩 

배워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배움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서, 성경 통독, 매일 말씀 묵상, 교회 내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배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